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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 반 현 황

※ 기준일: 2023. 1. 1.

□ 소재지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

□ 연  혁

연 월 일 내   용
1997.06.17.  충청남도학생회관 개관
2001.06.30.  천안도서관 통합
2004.01.26.  정보관 이전 개관
2007.05.21.  예술영재교육원 개원
2009.09.01. 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명 변경
2014.09.22.  예술교육관 개관
2019.03.01.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명 변경

□ 조  직 

원장

예술진흥부 문헌정보부 총무부   

□ 정·현원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 교육전문직원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전문경력관 계

정원 2 3 28 5 1 39

현원 2 3 27 5 1 38

※ 결원 현황: 기술·관리직 1명 

□ 예산 현황

구분 항    목 2023년(a) 2022년(b) 비교 증감(a-b)

세출
운 영 비 1,213,805 673,813 539,992

사  업  비 1,911,990 1,557,352 354,638

계 3,125,795 2,231,165 894,630

(금액 단위: 천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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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 기능

  예술진흥부

◦ 예술영재교육원 운영
◦ 예술 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
◦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연주단 운영
◦ 학교 예술교육 지원과 예술교육 관련 행사 주관
◦ 교육과정 연계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
◦ 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획공연 
◦ 그 밖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상시 공연·전시

  문헌정보부

◦ 독서의 진흥과 문화활동 지원
◦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·운영
◦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제공
◦ 학교도서관 지원과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
◦ 그 밖의 도서관 자료와 독서 관련 사항

  총무부

◦ 학생교육문화원 운영 및 기획
◦ 관인관리 및 일반서무
◦ 세입․세출 예산편성․집행, 결산
◦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사용 허가
◦ 청사의 시설·설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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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주요업무 추진총괄

□ 2022년 주요성과                    

◦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
영역별 수업(음악, 미술, 무용, 풍물) 및 각종 활동(75명, 108시간)

◦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제공
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 운영(88회, 11,452명)
전문예술인 기획공연 운영(8작품, 4,919명)
학교 교육과정 지원 예술체험 활동(79회, 4,574명)

◦ 음악적 감성과 연주역량향상 학생연주단 운영
오케스트라, 국악관현악단, 풍물단(3개 연주단, 95명)

◦ 교과연계 예술 지식체험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
라이브스케치 등(3종), 도서관에서 만나는 반고흐(19회, 461명)

◦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 행사
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(23종 1,676명), 평생학습주간(14종, 1,282명)

◦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
원내(61종, 6,906명), 원외(106종, 13,426명), 문해(6종, 4,754명) 

□ 2023년 주요사업

◦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
미래교육을 위한 컴퓨터음악, 매체미술(VR) 과목 신설

◦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제공
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 운영(124회, 14,000명)
전문예술인 기획공연 운영(8작품, 19,320명)
초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등 자유학년제 지원(80회, 8,000명)

◦ 음악적 감성과 연주역량향상 학생연주단 운영
오케스트라, 국악관현악단, 풍물단(3개 연주단, 125명)

◦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 문화예술 배움터 운영
어린이견학 및 명화교실(60회), 청소년 문화예술교실(12회)

◦ 행복을 더하는 일상 속 예술 아카데미 운영
미술 및 음악 인문학 프로그램(40회), 문화예술의 날(10회)

◦ 삶의 주도성을 키우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성인문해교육(5종), 디지털 문해교육(2종), 평생학습주간(10종)

◦ 천안지역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
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(2회), 초등독서교실 및 활용수업(60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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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주요 업무 추진계획

1 학생 중심 맞춤형 예술교육

▸ 심미적 감성을 기르는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

▸ 삶과 함께하는 맞춤형 예술교육 제공

◦ 미래를 준비하는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
음악 1·미술 2·무용 1·풍물 1, 총 4개 영역(5개 반, 75명)

심미적 감성 공감 능력 향상 전공 실기․이론 수업(76시간)

미래 교육을 위한 컴퓨터음악, 영상매체 과목 신설

전공 심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사사 과정, 체험활동, 종합발표회(32시간)

◦ 예술문화 교육 활성화 교원 직무연수
예술 수업 능력 향상 실기 중심 연수(4개 과정, 80명)

교원의 예술 감수성 향상 예술교육 분야 연수(1개 과정, 150명)

◦ 음악적 감성과 연주 역량 향상 학생연주단
전통 음악을 계승․탐구하는 국악관현악(50명)

생활 속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(50명)

민속음악을 전승하고 확산하는 풍물(25명)

◦ 예술문화 배려계층 학생 꿈 키움 예술 교실
꿈 키움 예술 교실 초․중급반(7강좌, 105명)

배려계층 학생 예술 교실(2강좌, 25명)

◦ ‘1학생 1악기 연주’ 교육 악기 지원센터 운영
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 학교 악기 지원(해금 외 7종, 1,702대)

악기 교육 지원을 통한 음악의 생활화 도모(88교)

달라진 점
강조 사항

w 초등 예술영재교육원: 컴퓨터음악, 매체미술(VR) 과목 신설

예산현황 : 405,335천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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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예술체험

▸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르는 다양한 예술공연 관람

▸ 공감과 소통 능력 함양 예술체험

◦ 감성을 키우는 명품 예술문화 공연 

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인 기획공연(8작품, 19,320명)

◦ 교육 협력을 실천하는 예술문화 체험 공연

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문화체험 한마당(120회, 12,000명)

지자체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농어촌지역 공연장 한마당

  (4회, 2,000명)

◦ 미래를 꿈꾸고 꽃 피우는 예술체험 

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예술체험 활동

  (80회, 8,000명)

흥겨운 우리 음악 풍물 공연(30회, 3,000명)

조화로운 소리의 경험 앙상블 공연(50회, 5,000명)

◦ 꿈과 끼를 펼치는 예술문화 축제 운영

초․중․고 연극동아리가 함께하는 학생연극축제(90교, 2,000명)

음악으로 하나 되는 단체부문 음악 경연대회(중․고 60교, 2,000명)

전문 연주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학생 신인 음악회(12명)

달라진 점
강조 사항

w 학생 신인 음악회 실시

예산현황 : 916,317천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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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미래를 함께 여는 문화예술 도서관

▸ 예술특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감수성 향상

▸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미래교육 전환 준비

◦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 문화예술 배움터 운영

참여형 창의융합 어린이 명화교실(40회, 1,000명)

청소년 독서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(12회, 300명)

세계명화 미디어아트 체험 도서관 견학(20회, 600명)

◦ 행복을 더하는 일상 속 예술 아카데미 운영

오감이 즐거운 세계 미술 기행(20회, 600명)

생활 속 클래식 음악 이해 프로그램(20회, 600명)

이달의 책으로 만나는 문화예술의 날(10회, 300명)

◦ 감성을 키우는 예술 특화 도서관 운영

예술 특화 자료 확충 및 제공(1,000종)

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술을 권하는 책 전시(10회)

교과연계 문화예술 학급문고 제공(50학급, 1,250명)

◦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 추진

이용자 맞춤형 독서자료 확충 및 제공(8,000권)

적극적 자료제공을 위한 책배달 활성화(30곳)

미래사회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료 제공(1,000권)

달라진 점
강조 사항

w 미래기술 기반 탐구형 도서관 활용 교육 강화
w 즐거움이 있는 문화 예술 아카데미 신설

예산현황 : 291,798천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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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독서문화 배움터

▸ 삶을 바꾸는 평생교육·독서문화 참여기회 확대

▸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 강화

◦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
단계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(5종, 6,000명)

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(2종, 160명)

학습공유의 평생학습주간 행사(10종, 150명)

◦ 나눔과 협력의 학습동아리 활성화

세대가 공감하는 인생 자서전 쓰기(20팀, 300명)

자기주도의 성인 학습동아리(6종, 720명)

참학력 신장의 청소년 독서동아리(2팀, 480명)

◦ 포용하며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
세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(26종, 3,000명)

배려계층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(24종, 3,200명)

도서관주간, 독서의 달 독서진흥 행사(20종, 1,200명)

◦ 천안지역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

정서점검기 지원(30교),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(2회, 60명)

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초등 독서교실(30교, 7,200명)

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(30교, 2,400명)

달라진 점
강조 사항

w 고등학생 대상에서 가족체험 중심의 세대공감 사업으로 확장

예산현황 : 178,660천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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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중점사업

1 시 ․ 공간을 초월하는 미래지향 예술문화

▸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술문화 조성으로 학생 중심 교육 실현

▸ 미래를 지향하는 깊이 있는 예술 감성 향상

◦예술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상 전시 공간 확대 운영

가상현실(VR) 예술체험 교실 운영(6회, 500명)

- 예술로 폭 빠지는 디지털 아트 전시장 운영(6회)

- 전시장 자료 보관실 설치를 통한 가상 전시 공간 운영
 

◦예술감상 및 예술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및 누리집 탑재

꿈나무 음악회, 신인 음악회 영상자료 제작 보급(30회)

- 예술교육 자료(미술, 연극) 영상자료 제작 보급(20회)

미디어 문해력 및 다원 예술 교육자료 콘텐츠 제공(10종)

◦상설전시장 갤러리[온:] 전시관 운영

상설전시관 갤러리[온:] 운영(6회, 1,500명)

충남 학생, 교원, 학부모 신인 작가 발굴 및 주제가 있는 작품 전시(6회)

- 협동작품 및 단체 전시회 운영으로 다양한 전시 기회 제공

□ 예산현황 : 12,717천 원


